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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2018 지역부총재 상 신청서 
 

지역부총재 성명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_________________ 

소속 클럽명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구: ________________ 

회원번호: __________________  

 
본 상을 수상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키고, 지구총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
합니다. 신청서는 2018년 8월 31일 이전까지 태평양 아시아과에 접수해야 합니다.  신청서는 
이메일 pacificasian@ lionsclubs.org 또는 팩스 630: 706-9130로 제출합니다. 

 

아래 항목은 국제대회 개최 후, 90 일 이내 또는 지구헌장 및 부칙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. 

 각 클럽이 해당 회기에 최소 3건 이상의 봉사사업을 계획했음을 지대위원장과 확인. 

 

 클럽 우수상 및 강력한 클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홍보. 

 

클럽 우수상을 어떻게 홍보하였습니까?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
 

 

연중 실시할 사항  

 모든 클럽이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격려. 
 

 

회기 말 이전에 실시할 사항  

 지역 내 각 클럽을 방문하고,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지대위원장과 지구총재에게 보고. 

 

 각 지대위원장이 최소한 3 회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회의 (지대 회의)를 개최하도록 확인.   

 

 지역 회의,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, 지구(정, 복합)대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. 

 

국제대회 참가를 어떻게 권장하였습니까?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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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 회의,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모든 클럽 회원들에게 국제협회 웹사이트의 지도력 개발 
코스를 홍보. 

 

지도력 개발 코스를 어떻게 홍보하였습니까? _________________________ 

 

 후임자와 만나 지역 현황과 차기 활동 계획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. 

 

 2016-2017회기 또는 2017-2018회기에 지대위원장 연수나 공인 가이딩 라이온 연수를 실시.  

 지대위원장 연수 개최일 _____________  

 공인 가이딩 라이온 연수 개최일 ____________    

 

 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. 회의 의제 및 회의록 사본 첨부.   

 

회기 말에 실시할 사항 

 지역 내 모든 클럽이 활동 상태로 적법하게 클럽 임원을 선출하여 국제본부에 보고하였는지 
확인.   

  

 지역 내 클럽의 25% 이상이 클럽 우수상  수상 요건을 충족. 

지역 내 수상 클럽 명단: 

클럽명  클럽번호  

  

  

  

  

  

  

  

  

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
지역부총재가 상기의 수상 요건을 충족하여 수상 자격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합니다:  

 

지구총재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: _______________ 

등록된 지구총재의 이메일 주소에서 송부된 신청서는 지구총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
간주합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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